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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erformed comprehensive quality control for eddy-covariance measurements
from 3 farmland sites and 1 industrial site adjacent to Nakdong river. The quality control program is based on Foken and Wichura (1996) and Vicker and Mahrt (1997) and we added criteria for trend and standard deviation for scalar variables and modified criteria for nonstationarity condition of Foken and Wichura (1996) to consider random error of fluxes. The
classification of data quality is designed for the raw data and the processed flux data, separately. Use of added criteria efficiently reduces the number of outlier for water vapor and CO2
fluxes and use of modified criteria for non-stationarity reduces the number of outlier for scalar
fluxes and increases the number of data with accepted quality for further work. Energy balance ratio is higher in farmlands than industrial site, which is due to neglect of heat storage
term in industrial site. Among farmland sites, C4 site shows higher energy balance ratio than
other sites. This is due to more homogeneous surface of C4 site than other farmland sites.
However, energy balance ratio is very low or even negative at night. Mismatch between the
flux footprint and the other energy component footprint over the heterogeneous surface is main
cause for energy imbalance at night. Other possible cause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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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강유역의 증발산량의 산출을
위해서 관측과 함께 모델링이 사용된다. 낙동강 유역
의 수문 기상 정보 산출을 위해 낙동강 유역에 에디
공분산 관측망이 설치 · 운영되고 있다. 플럭스 관측
망에서 산출된 자료는 낙동강 유역의 수문 모델링에
사용되는 매개변수 산출과 모델 검증에 사용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의 에디
공분산 자료의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원시자
료의 시계열에 문제가 있거나 비정상성(non-stationarity)
이 큰 자료들을 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에
디 공분산 자료의 자동화된 품질 관리 방법들은 다양
하게 제안되어 왔다(e.g., Foken and Wichura, 1996;

증발산량은 강수량과 함께 수문 순환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수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 강유역의
증발산량을 산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증발산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장기간 에디 공분산 시
스템 등을 이용한 증발산의 직접 관측도 있지만 직접
관측만으로는 비균질한 강유역의 증발산량을 모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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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ker and Mahrt, 1997; Hong and Kim, 2002; Papale
et al., 2006). 에디 공분산 자료의 처리과정은 원시 시
계열 자료에 대한 품질 검사와 산출된 플럭스 값에
대한 품질 검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Foken and
Wichura(1996)는 산출된 플럭스가 Monin-Obukhov 상
사 관계식을 만족하는 정도에 기초하여 잘 발달된 난
류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반면 Vicker
and Mahrt(1997)는 상사이론이라는 틀을 적용하지 않
고 정상적인(normal) 시계열이 만족할 수 있는 지표
들을 설정하여 해당 기준 변수의 허용범위에 따라 시
계열 자료들에 대한 품질 관리를 수행하였다. 에디 공
분산 자료의 품질 관리에는 위의 두 방법 중의 하나
를 사용하거나 두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등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고 있다(e.g., Mauder et
al., 2008). Papale et al.(2006)은 산출된 30분 간격의
NEE(Net Eosystem Exchange) 자료에서 이상점(outlier)
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3개의 연속된 NEE 자료를
이용하여 d 지수를 계산하여 이상점을 검출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상점들이 연속으로 나타나
는 경우 연속된 3개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이상점
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Hong et al., 2009).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Hong et al.(2009)
는 d 지수(Papale et al., 2006)를 NEE 자료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농도 자료까지 활
용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결측이 중간 중간에 있는 경
우 연속된 세 값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고 또한 산출
된 플럭스 값이 주변값과 비슷할 경우 원시자료에 문
제가 있더라도 걸러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Vicker and Mahrt(1997)과 Foken and
Wichura(1996)의 방법에 기초하여 에디 공분산 자료
의 품질 관리를 수행하였고 특히 스칼라 변수들의 비
정상적인(abnormal) 시계열자료들을 검사해내기 위한
방법들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운동량이나 온도와 달
리 수증기량이나 이산화탄소의 경우 비현실적으로 큰
변동을 보이는 시계열들이 일부 존재하고 수증기의
경우 변동성이 거의 없는 시계열들이 존재하기도 한
다. 그러므로 원시자료의 품질 관리에서 이러한 시계
열들을 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Lim and Lee(2008)
는 스칼라 변수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평균으로 정규화
된 표준 편차 값을 기준으로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수증기의 경우 평균값의 변화가 크므로 평균으로 정
규화된 표준편차는 변동성이 비현실적으로 큰 원시자
료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시계열 자료의 비정상성(Non-stationarity)은 난류 관
측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정상성(Stationarity)
이란 엄격한 의미로는 모든 통계값이 시간에 따라 변
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실제 이렇게 엄격한 정상성
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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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상성으로 이는 평균과 분산이나 플럭스와 같은
2차 모멘트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
다(Lee et al., 2004). Foken and Wichura(1996)는 짧
은 시간과 긴 시간의 플럭스의 차이를 긴 시간동안의
플럭스의 크기로 정규화시킨 무차원 변수를 사용하여
플럭스의 정상성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플럭스가 0으
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두 평균의 차이에 대한 허용
범위가 매우 작아지게 된다. 그러나 플럭스 자료는 무
작위 오차(Mann and Lenschow, 1994)를 가지므로 평
균들 간의 차이가 플럭스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계속
감소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정상성 평가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에디 공분산 방법으로 추정된 플럭스의 신뢰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에너지 평형
을 조사하는 것이다(Wilson et al., 2002). 에너지 비
평형은 플럭스 관측값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한 이 플
럭스 관측값을 모델결과와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에
대한 함의(implication)를 갖고 있다(Wilson et al.,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첫째 기존 방법을 기
초로 보완된 에디 공분산 자료의 품질 관리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고 둘째 본 방법으로 품질 관리된 낙동
강 유역의 에디 공분산 자료의 일변화와 에너지 평형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2. 자 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에디 공분산 자료는 낙동강 유
역의 4개 지점에서 관측된 것으로 C3와 C4 그리고
N3 지점은 농경지에 위치해 있고 N7 지점은 공단지
역에 위치해 있다. C3와 C4 지점은 경상북도 칠곡군
에 서로 인접해 있으며 각각 강의 동안과 서안에 있
으며 N3와 N7 지점은 보다 남쪽에 위치해 있고 각각
강의 서안과 동안에 있다(Fig. 1). 관측지점과 강과의
거리는 C3 지점과 C4 지점이 약 500 m 정도이고 N3
지점과 N7 지점은 강으로부터 거리가 각각 약 700 m
와 1200 m 정도이다. Table 1은 각 관측소의 위치와
관측고도 그리고 관측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각 지점별 1 km 이내의 지면 피복 및 지형 특성을
기술하면 C3 지점은 북동과 남동쪽으로 500 m 떨어
진 곳에 산(고도 약 220 m)이 위치하고 있어 농경지
는 지점 주변의 500 m 이내에 한정되어 있으며 타워
가 설치된 곳 주변은 3~4 m 높이의 나무들로 구성되
어 있다. 반면 C4 지점은 남동쪽과 북동쪽에 강과 천
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 km 이내 대부분 농경지
와 목장으로 되어 있다. N3 지점은 서쪽 1 km 떨어
진 거리에 산이 위치하고 있고 남서쪽 약 600 m 떨
어진 지점에는 주거지가 있으며 타워는 초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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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icture of study sites from the google map (http://maps.google.co.kr). Upper panel shows the C4 (left mark) and
C3 (right mark) sites and lower panel shows the N3 (left mark) and N7 (right mark) sites.
Table 1. Summary of the study sites in this analysis.
Site

C3

C4

N3

N7

Latitude/Longitude
36o 01'N/128o 24'E
36o 01'N/128o 23'E
35o 49'N/128o 27'E
35o 50'N/128o 29'E
Measurement height
8m
8m
8m
25 m (15 m)
Measurement period 2011.11.01~2012.04.25 2011.11.01~2012.04.25 2010.10.01~2012.04.25 2010.10.01~2012.04.25

된 반면 타워주변지역은 대부분 논으로 구성되어 있
다. N7 지점은 2 km 이내에 산은 없고 타워주변은 공
단지이며 남서쪽으로 200 m 떨어진 곳에 녹지가 존
재한다. 네 관측지점 중에서는 C4 지점이 강을 제외
하고는 상대적으로 균질한 지표면 특성을 갖는다.

N7 지점의 관측고도는 25 m이지만 주변 건물들에
의한 변위 거리가 10 m에 해당하므로 계산에 사용된
관측 고도값은 15 m이고 다른 관측지는 농경지이므로
변위거리를 고려하지 않았다. 사용된 난류 자료는 3
차원 초음파 풍속계(CSAT3A, Campbell Sci., USA)로
Atmosphere, Vol. 23, No.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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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된 바람과 온도자료 그리고 가스 분석기(EC150,
Campbell Sci., USA)로 관측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기체 자료이다. 이들 변수들은 10 Hz로 관측이 이루
어졌고 30분 단위로 난류 통계값이 계산되었다. 순 복
사값은 1분 간격으로 복사계(CNR1과 CNR4, Campbell
Sci., USA)를 이용하여 측정되었고 농경지의 경우 토
양열 플럭스가 약 10 cm 깊이에서 토양 열 플럭스 판
(HFP01, Dynamax Inc., USA)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0분 평균 순 복사값과 토양열 플럭스
를 난류 플럭스와 함께 에너지 수지분석에 사용하였
다. N3와 N7 지점에서는 1분 간격으로 관측된 강수
자료가 있어 분석에 추가로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에디 공분산 자료에 대한 품질 관리에서는 장비 오
차와 센서 관련된 문제점들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에
디 공분산 방법에 사용된 이론적 가정을 얼마나 잘
만족하는지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
의 방법론과 함께 스칼라 변수들에 대한 몇 가지 검
사들을 추가하여 에디 공분산 자료의 품질 관리를 수
행하였다. 추가된 검사방법들에 대해서는 3.1과 3.2에
서 기술하였다. 에디 공분산 자료의 품질 관리 과정
은 1) 원시자료의 품질 검사, 2) 좌표 변환, 3) WPL
보정(Webb et al., 1980), 4) 플럭스 자료의 품질 검사
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네 관측
지점 모두 낙동강 유역의 상대적으로 평평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좌표 변환은 간단한 이중 회전
(Double rot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3.1 원시자료의 품질 검사
원시자료의 품질 검사는 10 Hz로 관측된 시계열 자

료들에 대한 품질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Vicker and
Mahrt(1997)에서 사용되었던 변수의 한계값 검사
(absolute limit), 스파이크 검사, 그리고 고차 모멘트
검사(higher moment)를 수행하였다. 변수의 한계값 검
사는 각 변수들의 값이 현실적인 범위 내에 있는 지
를 조사하는 것으로 각 변수들의 최댓값과 최솟값은
해당 지역의 관측값을 토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 낙동강 유역의 자료 처리를 위해 사용된 변수별
최댓값과 최솟값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센서 자체
에 문제가 있는 경우 비현실적으로 큰 값들이 스파이
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스파이크는 짧은 지속시
간 동안 나타나는 큰 진폭의 변동으로 전기의 무작위
잡음으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센서에 물이 있을 때
또는 적정 전력보다 낮은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 등에
서 발생할 수 있다(Lee et al., 2004). 10 Hz로 관측된
개별 값이 30분 평균값으로부터 10배의 표준편차만큼
큰 경우 해당 값을 스파이크 처리를 하였다. 변수의
한계값 검사와 스파이크 검사 후 자료의 개수를 기준
으로 30분내 자료의 수가 18000개가 있는 경우를 A
등급으로 스파이크나 결측 등으로 제거된 자료의 수
가 전체 자료수의 1% 이상인 경우에는 C등급, 그리

Table 2. Maximum and minimum for each variable used in
quality control.
Variable
−1

u (m s )
v (m s−1)
w (m s−1)
T (oC)
q (g m−3)
CO2 (mg m−3)

Maximum

Minimum

020
020
005
050
040
1000

−20
−20
0−5
−20
000
400

Table 3. Criteria for quality control of raw data.
Flag 1

A

B

C

Percentage of
missing data N (%)

Change (δ)
in 30 min

N=0

δU ≤ 1 m s−1
δT ≤ 1 K
δH2O ≤ 0.5 g m−3
δCO2 ≤ 10 mg m−3

0<N≤1

1 < δU ≤ 5 m s−1
1 < δT ≤ 3 K
0.5 < δH2O ≤ 2 g m−3
10 < δCO2 ≤ 40 mg m−3

N>1

δU > 5 m s−1
δT > 3 K
δH2O > 2 g m−3
δCO2 > 40 mg m ≤ 3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3권 3호 (2013)

σx

σT ≤ 1 K
σH2O ≤ 1 g m−3
σCO2 ≤ 20 mg m−3

σT > 1 K
σH2O > 1 g m−3
σCO2 > 20 mg m−3

Skewness
(S)

Kurtosis
(K)

−1<S≤1

2<K≤5

−2<S≤−1
or
1<S≤2

1.5 < K ≤ 2
or
5<K≤8

S≤−2
or
S>2

K ≤ 1.5
or K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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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머지는 B등급으로 주었다.
시계열자료의 왜도나 첨도는 시계열자료의 이상한
형태(Unusual behavior)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Vicker and Mahrt, 1997). 그러므로 원시자료의
왜도나 첨도의 값에 따라 세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Table 3). B등급과 C등급에 대한 기준값은 각각 Vicker
and Mahrt(1997)에서 soft flag와 hard flag에 대한 기
준값으로 설정하였다. C등급에 대한 첨도의 하한값을
Vicker and Mahrt(1997)에서 사용한 값인 1보다 높은
1.5로 설정하였다. 이는 수증기의 경우 변동이 거의
없는 자료들이 1.5 이하의 첨도에서도 나타나므로 이
들을 걸러내기 위함이다.
온도와 수증기, 이산화탄소의 스칼라 변수들에 대
해서는 경향성 검사와 변동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
였다. 공분산은 시계열 자료로부터 구간(Block) 평균
을 제거하거나 경향성을 제거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간 평균을 제거하여 계산하였
다. 구간 평균을 제거하여 공분산을 계산하는 경우 경
향성이 있을 때 난류 플럭스가 아닌 경향성에 의한
플럭스가 계산될 수 있다. 시계열 자료의 경향성분석
에 사용된 값은 각 변수별로 30분 구간에서 시작점과
끝점의 차이이고 각 변수별로 기준값을 주어 3등급으
로 분류하였다(Table 3). 스칼라 시계열 자료 중에는
기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값이 불연속적으로 변하
거나 변동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자료들이 있다. 그
러므로 각 변수별 표준편차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하
여 임계값을 넘는 경우 문제 있는 자료로 분류하였다.
Table 3에 원시자료의 품질 검사에 대한 각 등급별 조
건을 제시하였다.
3.2 플럭스 자료의 품질 관리
에디 공분산 방법은 난류 플럭스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10 Hz 이상의 고 시간분해능의 시계열 자료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플럭스를 계산한다.
1 N−1
F = w'c' = ------------- ∑ [ ( wk − w )( ck − c ) ]
N − 1 k=0

(1)

여기서 w는 연직속도성분이고 c는 운동량이나 기온
같은 변수들을 나타낸다. 식 (1)은 변수들이 정상상태
(stationary state)를 만족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정상상태란 엄격한 의미에서는 모든 통계값들이 시간
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엄
격한 조건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약한 정상상
태 조건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평균과 분산, 플럭
스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다. 비정상성 평
가를 위해 Foken and Wichura(1996)는 평균시간
(averaging period)에서 계산된 통계값을 더 짧은 시간
에서 계산된 통계값들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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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평균시간이 30분이므로 30분
플럭스와 6개의 5분 플럭스의 평균값을 비교에 사용
하였다.
두 평균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플럭스가 정상
상태에 있다고 간주하고 이들의 차이가 큰 경우 플럭
스가 비정상적(non-stationary)인 것으로 간주한다. 비
정상성을 판단하는 지수로 5분 플럭스의 평균과 30분
플럭스의 차이를 30분 평균 플럭스의 크기로 정규화
시킨 비정상지수 RN1(식 2)를 사용하였다.
c'w' − c'w'0
RN1 = --------------------------c'w'0

(2)

여기서 c'w' 은 5분 플럭스의 평균을 나타내고 c'w'0 는
30분 플럭스를 나타낸다.
에디 공분산 방법으로 측정된 섭동성분들이 난류성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계산된 난류 통계
값이 지표층 상사이론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다(Foken and Wichura, 1996). 잘 발달된 난류의 경우
지표층 상사이론을 잘 만족할 것이고 난류가 잘 발달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사관계를 잘 만족하지 않을 것
이다.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N7 지점을 제외하
고는 거칠기 성분이 작은 농경지에서 관측이 되었고
공단지역인 N7 지점의 경우 거칠기 성분이 크지만 관
측고도가 25 m로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지표층으로 간
주하고 지표층 상사관계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σw/u*값을 기준 변수로 사용하여 해당 변수의 관
측값과 이론값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규화 시킨 변
수 ITC를 사용하였다.
σw⎞
⎛ ----⎛ σw-⎞
⎝ u*-⎠ m − ⎝ ----u* ⎠ o
ITC = ----------------------------------w⎞
⎛σ
⎝ ----u* ⎠ m

(3)

여기서 (σw/u*)m은 이론값이고 (σw/u*)o는 관측값이다.
(σw/u*)에 대한 이론값으로는 다음의 식을 사용하였
다(Kaimal and Finnigan, 1994).
σw
z 1/3
------ = 1.25⎛⎝ 1 + 3 --- ⎞⎠
L
u*
σw
z
------ = 1.25⎛⎝ 1 + 0.2 --- ⎞⎠
L
u*

− 2 ≤ z/L ≤ 0

(4)

0 < z/L ≤ 1

여기서 u*는 마찰속도이고 L은 Obukhov 길이이고 z
는 실제고도에서 변위거리를 뺀 고도이다.
플럭스 자료의 품질등급은 네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분류 기준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식 (2)를 사용하
여 정상성을 판단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두 플
럭스의 차이에 대한 허용값이 플럭스의 크기에 매우
Atmosphere, Vol. 23, No.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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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assification of the flux data quality by the steady
state and well developed turbulence.
Flag 2

RN1 (%)

ITC (%)

1
2
3
3
4

00~30
00~30
30~75
00~75

0~30
30~750
0~75
75~250
others

Table 5. Minimum and maximum values allowed for
difference between 30 min flux and 5 min flux.
−2

∆uw (m s )
∆wT (K m s−1)
∆wq (g m−2 s−1)
∆wc (mg m−2 s−1)
2

Minimum

Maximum

0.0150
0.0075
0.0050
0.0500

0.20
0.10
0.05
0.80

민감하다는 점이다. 플럭스 크기가 큰 경우는 허용값
이 커져서 5분 플럭스와 30분 플럭스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만족하는 반면 플럭스
크기가 0으로 접근하는 경우 두 평균 간에 허용되는
차이가 매우 작아져 상당부분의 자료가 기준을 만족
하지 못하게 된다. 플럭스 측정에서 발생하는 무작위
오차를 고려할 경우 두 플럭스간의 일정 차이를 허용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 (2)를 적용하되 5분
플럭스 평균과 30분 플럭스 평균 간의 차이에 대해
허용 상한값과 하한값을 설정하였다(Table 5). 두 플
럭스간의 차이에 대한 하한값은 Billesbach(2011)에 의
해서 초지에서 산출된 각 플럭스별 무작위 오차값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Billesbach(2011)은 기존의 무작
위 오차를 산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Mann and
Lenschow, 1994; Finkelstein and Sims, 2001; Hollinger
and Richardson, 2005)을 적용하여 변수별 무작위 오
차를 산출하였는데 운동량 플럭스의 경우 0.006에서
0.03 m2 s−2, 현열 플럭스의 경우 0.004에서 0.01 K m
s−1, 수증기 플럭스는 0.004에서 0.007 g m−2 s−1 그리
고 이산화탄소 플럭스는 0.02에서 0.09 mg m−2 s−1의
범위에서 무작위 오차를 보고하였다. 두 평균값의 차
이에 대한 상한값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서 두
플럭스의 차이에 대한 히스토그램에 근거하여 설정하
였다. RN1이 75%보다 크더라도 두 평균의 차이가 허
용 최소값보다 작고 ITC의 3등급 이상 상위기준을 만
족하면 3등급으로 분류하였고 반면 RN1이 75%보다
작더라도 두 플럭스의 차이가 허용 최대값보다 큰 경
우에는 4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lag 1이 A등급이고 Flag 2가 1등급
인 자료는 난류 분석 연구용으로, Flag 1이 B등급 이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3권 3호 (2013)

상이고 Flag 2가 3등급 이상인 자료는 모델 비교 분
석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분류하였다.

4. 결 과
4.1 자료의 품질 관리
4.1.1 원시자료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스칼라 변수들의 경우
장비 문제 등으로 시계열 자료의 변동폭이 비현실적
으로 큰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걸러내
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스칼라 변수들에 대해서 자
료의 표준편차 값을 추가로 품질검사에 사용하였다.
스칼라의 표준편차 값은 스칼라의 크기와 비례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정규화 시
키지 않고 절대값을 사용하였다. Figure 2는 네 지점
에서 관측된 스칼라자료들의 변수별 표준편차의 히스
토그램을 제시한 것이다. 각 변수별 대부분의 자료들
이 좁은 범위 내의 표준편차를 갖고 있지만 표준편차
가 큰 자료들도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기준값은 표준편차가 큰 자료들의 시
계열을 직접 조사하여 자료의 표준편차가 난류 성분
이 아닌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제

Fig. 2. Histogram of standard deviation of (a) temperature,
(b) CO2 and (c) water v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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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s of time series of water vapor with (a)
large standard deviation and (b) low kurtosis.

외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Figure 3a는 표준편차가
클 때의 시계열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시계열 자
료는 스파이크 검사나 왜도, 첨도 검사에서 모두 정
상범위 안에 들어가 문제가 있는 자료로 걸러지지 않
는 자료이다. Figure 3b는 첨도가 1.2인 수증기 시계
열자료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수증기의 변동이 매우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Table 6에 각 변수별 해당 기준에 의해서 C등급으
로 분류된 자료의 개수를 나타내었다. 각 항목에는 중
복된 자료의 수가 포함되어 있다. 결측이나 스파이크
등으로 자료들이 제거되고 시계열 내에 남아있는 자
료의 수가 충분치 않은 경우 다른 조건에서도 중복적
으로 많이 걸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계열 내의 자
료의 수가 충분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였을 때 u의 경
우 경향성이 있는 자료가 C등급으로 많이 분류되었
고 w와 기온, 이산화탄소의 경우 첨도(kurtosis)가 정
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C등급으로 많이 분류되

Fig. 4. Number of outlier when criteria are applied in
quality control. S. and K. represent skewness and kurtosis,
respectively.

었다. 바람과 기온 변수와 비교해 이산화탄소와 수증
기는 스파이크나 결측 그리고 최댓값과 최솟값의 범
위를 벗어나 시계열 내의 자료의 개수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이 나타났고 다른 기준에 의해서 C등급으
로 걸러지는 자료의 개수도 많이 나타났다. 이는 양
질의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플럭스 자료의 산출을 위
해서 원시자료의 품질 검사에서 다양한 검사를 수행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원시자료의 품질 검사에서는 B등급 이상의 자료를
차후 분석에 적합하다고 분류하였다. C등급으로 분류
된 조건들이 플럭스의 이상점(outlier)들을 걸러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C등급으로 분
류되는 기준들을 하나씩 추가적용 하였을 때 스칼라
플럭스에서 이상점의 개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Fig.

Table 6. The number of records with C class by each quality control criterion at all sites. The number in parenthesis indicates
the number of records which do not overlap number of data criterion.
Criteria
Number of data point
Skewness
Kurtosis
Variability
Trend

u

w

T

q

CO2

2854
2665 (51)
2835 (135)
0
3180 (572)

2858
2648 (43)
3888 (1181)
0
0

2857
3248 (620)
3705 (1003)
3387 (637)
2979 (319)

11930
11691 (2581)
9813 (2071)
12225 (2814)
11691 (2581)

8393
10883 (5467)
13818 (8414)
11038 (3165)
10174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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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number of record (percent) for each class for raw data at each study site.
C3
Flag1

u

w

T

q

CO2

A
B
C

4458(45)
2768(28)
2698(27)

6576(66)
663(7)
2685(27)

4912(50)
2109(21)
2903(29)

4640(47)
1695(17)
3589(36)

3149(32)
2361(24)
4414(44)

C4
Flag 1

u

w

T

q

CO2

A
B
C

5239(57)
3728(41)
147(2)

7752(85)
1182(13)
180(2)

6106(67)
2679(29)
329(4)

5159(57)
1718(19)
2237(24)

3170(35)
2813(31)
3131(34)

Flag 1

u

w

T

q

CO2

A
B
C

14011(54)
11616(44)
440(2)

20999(80)
4378(17)
690(3)

17635(68)
7549(29)
883(3)

12965(50)
6086(23)
7016(27)

13164(51)
7590(29)
5313(20)

N3

N7
Flag 1

u

w

T

q

CO2

A
B
C

13832(53)
11737(45)
446(2)

22984(88)
2544(10)
487(2)

18431(71)
6753(26)
831(3)

14679(56)
6774(26)
4562(18)

9775(38)
8289(32)
7951(30)

4). 여기서 이상점은 각 계절별 지점별 시간별 평균값
으로부터 자료의 값이 4배의 표준편차만큼 차이가 나
는 자료들로 정의하였다. 스파이크나 결측 등을 제거
하고 남은 자료의 수가 99% 이상인 자료들의 경우
이산화탄소 플럭스와 잠열 플럭스의 이상점의 개수가
현열 플럭스의 이상점의 개수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각 조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품질
관리된 자료에서 잠열 플럭스와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경우 이상점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반면 현열 플럭
스의 경우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추가된 방법들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플럭
스의 이상점을 제거하는 데 좀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Table 7은 각 지점별 각 변수별 원시자료의 등급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C3 지점에서 C등급의 비중이 높
게 나타난 것은 관측기간 동안 결측이 많아서이다. C3
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초음파 풍속계로 관측
이 이루어진 풍속과 온도 변수들이 가스 분석기로 관
측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보다 C등급 자료의 수가 훨
씬 적게 나타났다.
4.1.2 플럭스 자료
각 지점별 플럭스 자료의 품질 관리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Flag 2가 4등급인 자료는 운동량 플
럭스와 현열 플럭스보다 수증기플럭스와 이산화탄소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3권 3호 (2013)

플럭스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수증기와 이산
화탄소에서 원시자료의 등급이 C인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Flag 1이 C등급이면서 Flag 2가 4등급인 자
료의 수를 Table 8에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C등급인
자료들의 30~50% 정도가 Flag 2에서 4등급으로 나타
나고 있다. 결측이 많은 C3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관
측지점에서는 운동량 플럭스와 현열 플럭스의 경우
Flag 2에서 4등급인 자료 중에 C등급인 자료가 차지
하는 비중은 10% 이내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 수증기
플럭스와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경우 이들의 비중이
약 50%에 해당한다. 운동량 플럭스와 현열 플럭스는
플럭스 품질관리에서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플럭스 품질 관리에서 최종등급
은 ITC 기준보다는 정상성 기준에 의해서 많이 결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플럭스의 정상성 평가에서 Foken and
Wichura(1996)에 기초하되 플럭스 크기가 너무 작거
나 큰 경우에 대해 조건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사용
하였다. 추가로 적용된 방법이 플럭스 자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원래 방법을 적용했을 때
Flag 2가 3등급 이상 되는 자료의 개수와 본 연구에
서 추가로 고려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 Flag 2가 3등
급 이상 되는 자료의 개수를 스칼라 플럭스에 대해서
비교하였다(Fig. 5a). 추가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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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number of record for Flag 2 at each site. The number in parenthesis indicate the number of records which has C
in Flag 1 and 4 in Flag 2.
C3
Flag 2

uw

wT

wq

wc

1
2
3
4

4221
186
1711
3806 (2612)

3927
245
1916
3836 (2683)

3774
233
1760
4157 (3187)

2120
127
2511
5166 (3626)

Flag 2

uw

wT

wq

wc

1
2
3
4

5189
269
2571
1085 (40)

5013
396
2587
1118 (112)

4120
323
2494
2177 (1464)

2886
271
2410
3547 (2177)

C4

N3
Flag 2

uw

wT

wq

wc

1
2
3
4

12023
693
7570
5781 (216)

12565
994
7351
5157 (406)

11690
956
5746
7675 (4335)

8877
713
6380
10097 (5711)

Flag 2

uw

wT

wq

wc

1
2
3
4

14130
642
6731
4512 (150)

12407
570
8479
4559 (367)

9765
526
9457
6267 (2742)

11200
611
5765
8439 (3911)

N7

Fig. 5. Comparison of (a) the number of record which flag1
is not C and the value of flag 2 is less than 3 and (b) the
number of outlier between original method and modified
RN1 method for scalar fluxes.

하였을 때 3등급 이상 받는 자료의 수가 조사된 모든
스칼라 플럭스들에 대하여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플럭스 크기가 작을 때의 자료가 원래 방법에서
는 대부분 비정상성이 큰 것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수
정한 방법에서 다수 포함되어진 데 기인한다. 반면 각
방법에서 Flag 2가 3등급 이상 되는 자료들에 대해서
이상점들의 개수를 조사하여 비교해 본 결과 수정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 세 스칼라 플럭스 모두 이상점의
개수는 감소하였는데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이상점의
개수가 가장 현저히 감소하였다(Fig. 5b). 이산화탄소
의 경우 이상점의 개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5분과
30분 플럭스의 차이에 대한 허용 최댓값을 적용한 것
에 기인한 것으로 원래 방법에서는 플럭스 크기가 커
질수록 5분 플럭스와 30분 플럭스의 차이에 대한 허
용범위가 계속 커져서 걸러지지 않던 자료들이 수정
된 방법에서 다수 걸러진 것에 기인한다. 현열 플럭
스와 잠열 플럭스에 대해서 이상점의 개수에 대한 효
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은 임계값을 설정할
때 낮 시간에 큰 에디에 의한 열 수송이 일어날 경우
Atmosphere, Vol. 23, No.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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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equency distribution of occurrence of positive
momentum flux in terms of (a) hour, (b) wind speed, and (c)
Flag 2 at study sites.

5분 플럭스와 30분 플럭스의 차이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허용 최댓값을 높게 설정한 데 기인한다.
품질 검사 후 Flag 1이 B 이상이고 Flag 2가 3등급
이상을 받은 자료 중에서 운동량 플럭스가 양의 값을
갖는 경우와 현열 플럭스가 비정상적으로 큰 음의 플
럭스를 갖는 이상점(outlier)들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양의 운동량 플럭스의 크기가 0.01 m2 s−2 이상인 경
우들에 대하여 풍속 분포와 시간별 발생빈도를 Fig.
6에 제시하였다. 양의 운동량 플럭스는 낮 시간(10시
부터 17시까지)에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
고 풍속은 1 m s−1 이하가 70%를 차지하였으며 난류
플럭스의 등급은 3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
므로 양의 운동량 플럭스는 풍속이 낮은 날 열적 난
류가 전달과정에 주 역할을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비정상성이 큰 경우임을 알 수 있다.
현열 플럭스의 경우 값이 −150 W m−2보다 작은 값
을 갖는 경우들을 조사하였다. 총 17사례가 검출되었
는데 이중 14사례는 강수가 발생했던 경우이다. 그러
므로 강수관측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강수시의 에디
공분산 자료는 의심스러운 자료로 추가로 분류할 필
요가 있다.
4.2 품질 관리된 자료의 특성
4.2.1 일변화 특성
Flag 1이 B등급 이상이고 Flag 2가 3등급 이상인
자료들의 계절별 잠열 플럭스의 평균 일변화를 Fig.
7에 제시하였다. C3 지점은 봄에 현저히 큰 잠열을
보이는 반면 인접한 C4 지점은 C3 지점보다 작은 값
을 보이고 봄과 가을의 잠열의 차이가 크지 않다. C3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3권 3호 (2013)

Fig. 7. Seasonal mean diurnal variation of latent heat flux at
study sites.

와 C4 지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측기간 동
안 두 지점의 야간과 주간에 풍향별 발생빈도를 조사
하였다. C3 지점에서는 주간과 야간의 풍향변화가 뚜
렷한 반면 C4 지점에서는 주간과 야간의 풍향변화가
뚜렷하지 않고 북서풍이 관측기간 내내 우세하게 나
타났다(Fig. 8). C3 지점은 주간에는 북서풍이 야간에
는 남동풍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주풍인 북서
풍이 강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북서풍이 나타난다. 주
로 겨울철과 봄의 야간에 북서풍 발생비율이 상대적

Fig. 8. Frequency distribution of wind direction during (a)
daytime and (b) nighttime at C3 site and during (c) daytime
and (d) nighttime at C4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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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requency distribution of wind direction and
moisture flux in terms of wind direction during nighttime
(from 1900 LST to 0500 LST) in (a) spring and (b) autumn
at C3 site.

으로 높게 나타났다. C3 지점에서 주간과 야간의 풍
향변화가 현저한 것은 강과 산의 존재로 인한 국지순
환의 발생(Stull, 1988)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강
이나 산의 존재 모두 주간에는 서풍을, 야간에는 동
풍을 일으킨다. 국지풍이 가장 잘 발달하는 시기는 종
관풍이 약한 가을철이고 봄철과 겨울철에는 주풍인
북서풍이 강해서 야간에 남동풍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풍속은 서풍일 때가 동풍일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C4 지점은 인근에 산이 없이
넓은 평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산에 의한 국지풍의 발
달은 없고 강과의 거리는 C3 지점과 유사하지만 강
에 의한 국지풍 발생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C3 지점에서 봄과 가을에 잠열의 크기가 현저한 것
은 두 계절의 풍향 분포의 차이에 기인한다. Figure 9
은 C3 지점에서 봄과 가을의 야간에 풍향의 분포와
각 풍향별 평균 잠열을 함께 나타낸 것이다. 잠열은
야간에 서풍이 부는 경우 현저히 크게 나타난다. 이
는 관측소가 낙동강의 동안에 위치해 있고 야간에는
대기가 안정해지면서 플럭스 발자국 영역이 넓어져
(Schmid, 1994) 낙동강이 플럭스 관측범위에 포함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C3 지점에서 봄철 야
간에 가을철 야간보다 증발량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봄철에 가을철보다 서풍 발생빈도가 더 높은 것에 기
인한다. 반면 C4 지점은 강의 서안에 위치하고 있지
만 야간에 C3 지점처럼 동풍이 불 때 잠열플럭스가
현저히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그림은 제시
하지 않음). 이는 동풍이 불 때 낙동강으로부터 증발
이 플럭스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C4 지점에서 동풍의 평균 풍속은 1.0 m s−1인 반면 서
풍의 평균 풍속은 2.5 m s−1로 현저히 높게 나타나 동

Fig. 10. Seasonal mean diurnal variation of sensible heat
flux at study sites.

풍 시 플럭스 발자국 영역이 훨씬 관측소 인근에 한
정되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N3와 N7 지점의 경우는 풍향에 따른 잠열의 변화
는 뚜렷하지 않았다(그림 제시하지 않음). 그러므로
강이 직접적으로 해당 지점의 잠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두 지점 모두에서 잠열
플럭스는 여름철에 최댓값을 겨울철에 최솟값을 보이
며 공장지대에 위치한 N7 지점이 농경지인 N3 지점
보다 잠열 플럭스의 크기가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공단지대의 지표면이 대부분 포장되어 있어 지표
면의 물 가용정도(water availability)가 낮은 특성을 반
영한다(Arya, 2001).
Figure 10은 각 지점별 계절별 현열 플럭스의 평균
일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현열 플럭스의 계절별 차이
는 잠열 플럭스만큼 크지 않다. 네 지점 모두 봄에 가
을보다 현열 플럭스가 상대적으로 큼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봄철에 순복사가 더 크고 낮 시간의 길이가 더
긴데 기인한다. 농경지인 N3 지점에서는 농작물과 나
무들의 엽면적지수가 최대에 도달하는 여름에 현열
플럭스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공단지인 N7 지점
은 여름에 지표면의 물가용정도(water availability)가
농경지만큼 크지 않으므로 가을이나 겨울과 비슷한
크기를 보인다.
4.2.2 에너지 평형
Table 9는 각 관측소별 계절별 에너지 평형비를 주
간과 야간으로 나누어서 나타낸 것이다. 순복사가 낮
은 전이기간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주간은 오전 10시
Atmosphere, Vol. 23, No.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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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nergy balance ratio (EBR) during day and night at each site. SPR: spring, SUM: summer, AUT: autumn, WIN:
winter. - indicates no data.
Site
C3
C4
N3
N7

Daytime (1000~1600 LST)

Nighttime (2000~0400 LST)

SPR

SUM

AUT

WIN

SPR

SUM

AUT

WIN

0.65
0.78
0.62
0.55

0.62
0.64

0.60
0.82
0.66
0.60

0.53
0.70
0.44
0.47

−0.07
−0.10
−0.11
−0.10

−0.08
−0.35

−0.05
−0.08
−0.06
−0.16

−0.04
−0.21
−0.05
−0.01

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새
벽 4시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여 계산하였다. 이상점
(outlier)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EBR의 절대값
이 1.5 이하인 경우들만 계산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에너지 평형비(EBR)는 식 (5)와 같다.
H + LE
EBR = -----------------Rn − G

(5)

여기서 Rn은 순복사이고 G는 토양열 플럭스, H는 현
열 플럭스 그리고 LE는 잠열플럭스를 나타낸다.
공단지역에서는 토양열 플럭스의 측정은 이루어지
지 않아서 G는 고려되지 않았다. 공단지역인 N7 지
점보다는 농경지인 관측소들에서 주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EBR을 보인다. 공단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EBR
값은 에너지 평형에서 열저장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Arya, 2001; Nordbo
et al., 2012). 도시지역에서 에너지 평형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Rn + HF = H + LE + ∆Hs

(6)

여기서 HF는 인공열이고 ∆Hs는 인공 구조물에 의한
열 저장항이다. 열 저장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Hs = ∫ ---- ( ρcT )dz
∂t

(7)

여기서 ρ는 인공 구조물의 밀도, c는 인공구조물의 비
열, 그리고 T는 인공구조물의 온도이다. 열 저장항은
주간에는 인공구조물의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열을 저
장하여 양의 값을 갖고 야간에는 반대로 음의 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열 저장항은 주간에는 공단지역의
가용에너지를 줄이고 야간에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
다. 반면 농경지에서 농작물에 의한 에너지 저장항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Wilson et al.,
2002). 농경지에서 주간의 EBR은 C4 지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C3와 N3 지점에서는 비슷한 크기를
보인다. 이는 C4 지점이 다른 관측지보다 상대적으로
균질한 지표면 특성을 갖는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
다. 지표면의 비균질성은 에너지 비평형과 밀접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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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nin et al., 1998).
계절별로는 네 지점 모두 겨울철 값이 가장 낮게 나
타났는데 이러한 EBR의 계절적 특성은 FLUXNET
관측지에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한다(Wilson et al.,
2002).
반면 야간의 EBR 값은 매우 낮거나 음의 값을 보
인다. 이러한 에너지 비평형의 주요 원인으로는 관측
장비간의 관측영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과 토양 열 플
럭스 관측의 불확실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현 관측
지점들은 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비균질한 지표면
상에 있다. 주간에는 불안정하여 플럭스의 관측영역
이 관측타워 인근에 한정되어 나타나지만 야간에는
난류가 활발하지 않아 플럭스의 관측영역이 매우 넓
어진다(Schmidt, 1994). 이 경우 복사계의 관측영역과
에디 공분산 시스템의 관측영역이 현저히 달라지면서
EBR 값도 현저히 낮아지거나 음의 값을 나타낼 수
있다. 음의 에너지 평형비를 갖는 경우는 순복사 관
측영역은 육지 상이어서 가용에너지는 음의 값을 갖
지만 난류 플럭스의 관측영역은 수역을 포함하는 영
역이어서 증발량이 상당히 큰 경우이다. 수역에서는
물 층의 열 저장항이 증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
다(Arya, 2001). C3 지점의 경우 봄에 음의 값을 나
타나는데 이는 봄철에 서풍이 불 때 난류 플럭스의
관측영역에 수역이 포함되는 반면 복사의 관측영역은
관측지 주변에 한정되어 나타나는데 기인하다. 토양
열 플럭스의 불확실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할 수
있다. 한 가지는 토양열 플럭스 판 위의 토양 층의 열
저장항이 고려되지 않음으로 인한 토양 열 플럭스의
과소모의와 측정된 토양 열 플럭스가 난류플럭스의
관측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다. 토양열 플럭
스의 불확실성은 주간에도 존재하지만 주간에는 다른
플럭스 성분들에 비해 토양열 플럭스의 크기가 작으
므로 영향이 작게 나타나지만 야간에는 토양열 플럭
스가 다른 플럭스의 크기와 비교할 만한 값을 가지면
서 영향이 커지게 된다. 난류 플럭스의 관측영역이 수
역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관측 영역에 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논물 층의 열저장항이 야간 에너지 플럭스
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N3 지점은 C3 지점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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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풍향에 따른 증발량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강의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되며 N3 지
점에서 여름철에 EBR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논의
영향과 관련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N7 지점은 야간에 4계절 모두 음의 값을 보인다.
이는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공업단지에 저장된 열 저
장항은 음의 값으로 나타나며 음의 순복사를 상쇄하
여 실제 가용에너지(available energy)를 작은 양의 값
을 갖게 만든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밖에 야
간에 비정상성(non-stationarity)의 증가와 난류강도의
감소도 야간의 에너지 비평형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hrt, 1998; Wilson et al., 2002).

5. 요약 및 결론
낙동강 유역의 네 지점에서 관측된 에디 공분산 자
료의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품질 관리된 자료의 특성
을 살펴보았다. 본 품질 관리 방법에서는 스칼라 변
수들의 품질 관리를 위해 기존의 방법에 경향성 검사
와 변동성 검사를 추가하였고 정상성 분석에서 플럭
스 변수별 5분 플럭스와 30분 플럭스의 정규화된 차
이값 뿐만 아니라 두 값의 차이의 허용 최댓값과 최
솟값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자료의 등급은 원시자료
는 A, B, C, 세 등급으로, 플럭스 자료의 등급은 1,
2, 3, 4, 네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원시자료 등급이 B
등급 이상이고 플럭스 등급이 3등급 이상인 경우 모
델 결과와의 비교나 장기 모니터링에 사용가능한 자
료로 분류하였고 원시자료 등급이 A등급 이상이고 플
럭스 자료의 등급이 1등급인 경우 난류 자료 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설정하였다.
원시자료의 품질 관리에서 경향성과 변동성 그리고
첨도나 왜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비정상적인 스칼라
시계열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결과 품질 관리된 자
료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플럭스의 이상점(outlier)
의 개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양질의 증발산 자료나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의
추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시자료의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플럭스 자료등급
이 3등급 이상인 자료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의 품질 관리 방법으로는 걸러지지 않는 이상점들이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개수는 매우 적다. 양의 운동
량 플럭스의 경우 주간에 풍속이 매우 낮을 때 주로
발생하였고 음의 현열 플럭스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
는 경우는 대부분 강수가 발생한 경우였다. 그러므로
강수관측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강수시의 에디 공분
산 자료는 의심스러운 자료로 추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원시자료의 경향성분석에서 본 연구에서는 30
분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을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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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두 점만으로는 경향성이 큰 자료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시계열 자료에 대해 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을 구하는
것(Vicker and Mahrt, 1997)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C3 지점은 야간에 풍향에 대한 잠열 플럭스가 현
저히 차이가 나서 낙동강이 야간에 이 지점의 잠열
플럭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점에서는
풍향에 따른 잠열 플럭스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품질 관리된 자료에 대해서 에너지 평형비는 주간에
공단지역보다 농경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공단 지역에서 에너지 저장항이 에너지 평형
식에 고려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야간
에는 네 지점 모두 에너지 평형비가 매우 낮게 나타
나거나 음의 값을 보였다. 야간에는 플럭스의 발자국
영역이 커져서 비균질한 지표면 상에서 플럭스의 관
측영역과 복사 관측영역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기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토양열 플럭스 측정의 불
확실성도 야간의 에너지 비평형에 일부 기여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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